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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 전서 5 장 5 절부터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서의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데, 

강조되는 내용은 겸손하라는 것과 항상 깨어서 악마와 맞서서 싸우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 5 절에 나오는 ‘나이가 많은 이들’ 은 실제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앞 

절에 나오는 장로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둘 다 가능합니다.  

• 6 절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높여 주실 때까지 기다리기 못하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6-7 절은 함께 묶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걱정거리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느라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를 남겨두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8 절은 약한 동물을 사냥하러 다니는 사자와 영적으로 약해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악마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자에 비유하는 것으로 보아 악마가 힘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앞의 내용으로 보아, 걱정에 사로잡혀 있거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가 위험한 순간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악마 또는 사탄에 대한 언급은 성경 여기 저기에서 등장합니다: 고린도 후서 11:14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 에베소서 6:11 (악마의 간계에 맞설 갑옷), 디모데전서 4:1 

5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6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7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8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9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12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루아노의 손을 빌려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썼습니다. 이로써 나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안에 

든든히 서십시오. 13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자매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목장 성경 공부 (목장식구용)            휴스턴 서울 교회 

             2022 년 9 월 30 일 

(속이는 악마의 교훈).  9 절에서 베드로는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자세를 제시합니다 

–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에 맞서 싸우십시오.” 

• 성경에서 나오는 악마에 대처하는 방법을 정리하면,  우선적으로는 악마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악마가 일하는 방법을 인식하고 속아 넘어가지 않고 

(고린도 후서 2:11),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12-18). 9 절에서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들도 고난을 겪고 있다는 말씀에서, 

악마와의 싸움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싸운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불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악마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이미 악마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요한 

일서 4:4) 

• 새번역 성경에는 9 절이 ‘형제, 자매들’ 이라고 적혀 있지만, 개역 성경을 보면, ‘형제들’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헬라말 원문에 적힌 단어는 ‘형제들’ 입니다. 새번역과 같이 

근래에 발간되는 성경 중에는 원문에 있는 형제를 의미하는 단어가 남성 위주의 사회 

분위기 때문에 적힌 것이고 오늘날에는 형제 자매로 적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번역 

과정에서 바꾸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 10절에서 ‘잠시동안 고난을 받는’ 이란 표현은, 실제 고난의 기간이 길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 누릴 영생에 비하면 기간이 짧다는 의미로 적힌 것입니다. 

• 12 절에 나오는 ‘실루아노’ 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실라’ 입니다. 

실루아노의 손을 빌려서 썼다는 말은 사도 베드로가 말로 한 내용을 실루아노가 받아 

적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실루아노가 이 편지를 들고 가서 전달 

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 13 절의 헬라말 원문을 직역하면 ‘바빌론에 있는 여인이 문안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바빌론은 로마를 의미하고 여인은 로마 교회를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의역을 하면서도 바빌론이란 말은 그대로 옮겨서 적었습니다. 바빌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13 절에 나오는 마가는 바울의 1 차 전도 여행에 함께 했다가 중도에 포기한, 마가 

요한입니다. (사도 행전 13 장 5 절, 13 절). 바울과 바나바가 2 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마가를 다시 데려가는 문제로 다투고 갈라 선 적이 있는데 (사도행전 15:37-39), 베드로 

전서가 적힐 무렵에는 마가가 선교 사역에 다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